
 

 

추천 일정: 워싱턴 D.C., 버지니아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와 

켄터키 주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 사이에 있는 워싱턴 D.C.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 및 문화 명소가 모여 있는 중심지입니다. 도시 탐방이 

끝나면, 넓은 해변, 환상적인 산악 경치 그리고 말과 버번 마니아의 

파라다이스를 찾아 외곽으로 나가보세요. 

 

 

워싱턴 D.C. 
추천: 3~5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신나는 여행지입니다. 중심지는 미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포토맥 강(Potomac River)에 이르는 지역을 아우르는 인기 공원인 내셔널 몰(National 

Mall)입니다. 여기에는 워싱턴 기념탑(Washington Monument),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Thomas Jefferson Memorial),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World War II Memorial) 등 수많은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며칠 동안 

세계적 수준의 박물관을 돌아보세요. 입장료가 무료인 곳이 많아 자유롭게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 항공우주박물관(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국립 자연사 

박물관(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그리고 24,281m² 면적의 조각 공원과 고전 

및 현대 미술 컬렉션을 자랑하는 국립 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rt)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른 인기 박물관(유료)으로는 뉴지엄(Newseum)과 국제 스파이 

박물관(International Spy Museum)이 있습니다. 음악, 음식을 주제로 한 축제는 물론 

계절별로 다채로운 축제가 연중 펼쳐집니다. 봄에는 타이들 베이슨(Tidal Basin) 주변 

수백 그루의 벚나무에 연분홍 벚꽃이 흐드러진 체리 블러썸 페스티벌(National Cherry 

Blossom Festival)이 열립니다. 케네디 센터(Kennedy Center)에서는 연중 콘서트와 

공연을 감상할 수 있으며, 예쁜 자갈길을 따라 가로수가 늘어선 

조지타운(Georgetown)에서는 쇼핑을 하고 맛집을 탐방해 보세요. 

 

 

  



 

버지니아 주 윌리엄스버그와 버지니아 비치 
추천: 3~4일 
 

미국 독립 혁명 당시 중대한 역할을 한 버지니아 주 윌리엄스버그는 제임스타운, 

요크타운과 함께 ‘식민지 역사의 삼각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콜로니얼 

윌리엄즈버그(Colonial Williamsburg)는 역사 지구이자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입니다. 

이곳의 거리, 복원된 상점과 작업장에서는 재연 배우들이 시대 복장을 입고 당시 

생활상을 고증합니다. 예쁜 B&B, 호텔과 유서 깊은 선술집은 이 지역의 매력을 한층 

높여줍니다. 해변의 휴식을 원한다면, 길고 넓은 백사장을 따라 고층 호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찾기 좋은 명소, 아이스크림 가판대와 해산물 레스토랑이 즐비한 근처의 

버지니아 비치(Virginia Beach)로 가보세요. 보드워크를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습지를 따라 카약을 타고, 돌고래 관찰 크루즈 투어를 하거나 케이프 헨리 등대(Cape 

Henry Lighthouse)와 퍼스트 랜딩 주립공원(First Landing State Park)에서 역사를 

탐방해 보아도 좋습니다. 더 고즈넉한 해변을 찾는다면, 사랑스러운 버지니아 비치의 

샌드브리지 지역을 추천합니다. 

 

 

웨스트버지니아 주 
추천: 3일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마운틴 스테이트(The Mountain State)라는 애칭답게 야외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환상의 자연에서 하이킹이나 암벽등반을 하고 

온천욕을 즐기거나 산악 지역을 가로지르는 열차에 탑승하여 아름다운 폭포, 산과 

야생동물을 구경해 보세요. 커크우드 와이너리(Kirkwood Winery)에서 39가지 와인을 

맛본 다음 신나게 포도 밟기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베클리 광산 전시장(Beckley 

Exhibition Coal Mine)에서 탄광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뉴리버고지교(New River Gorge 

Bridge)에서 2인 점프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른 사람들의 점프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골리(Gauley) 강, 뉴(New) 강, 치트(Cheat) 강이 

있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인 만큼 급류 래프팅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켄터키 주 
추천: 3일 
 

웨스트버지니아 주 남서쪽에는 블루그래스 음악, 말 농장과 버번 양조장의 고장인 

켄터키 주가 있습니다. 수십 개 말 농장이 자리한 켄터키는 세계적 경마대회인 켄터키 

더비(Kentucky Derby)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켄터키를 체험해 보려면 

렉싱턴에서 말 농장 투어에 참여하고 오언즈버러에 있는 국제 블루그래스 음악 

박물관(International Bluegrass Music Museum)과 가장 긴 동굴인 매머드 동굴 

국립공원(Mammoth Cave National Park)에 방문해 보세요. 아니면 대규모 버번 증류 

공장과 소규모 수제 양조장이 즐비한 켄터키 버번 트레일(Kentucky Bourbon Trail)을 

따라 풍부한 버번 역사 탐방에도 나서보세요.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는 GoUSA.or.kr 및 

thebrandusa.com/USAtripkit을 방문하세요. 

 


